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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10.갈 4:8-5:1 

 

두 언약 (4:8-5:1) 

Two Covenants 

 

(4:8) 그러나 너희가 그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 

하였더니  

1. “너희가 그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과거의 구실(excuse) 

2.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 하였더니” 

a. “you were enslaved to those that by nature are not gods (ESV)” 

b. 고린도전서 8:4-6 

“4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 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5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c. 고린도전서 10:20-22 (우상숭배는 귀신숭배) 

“20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1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22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d. 출애굽기 20:1-6 (십계명의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 

“1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4:9)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 하려 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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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ut now that you have come to know God, or rather to be known by God, how can you 

turn back again to the weak and worthless elementary principles of the world, whose 

slaves you want to be once more?” (ESV) 

2.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 되었거늘” 

 일방적인 관계에서 상호적인 관계로 

3.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a. “천박한(ptwco,j)”  가난한(poor), 불쌍한(pitiful), 낮은(inferior) 

b. 너무 가난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결핍 상태'를 말한다.  종의 상태 

 

(4:10)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 날: 금식일과 안식일 

2. 달: 초하루(사무엘상 20:5,18), 아빕월(출애굽기 12:4), 시브월(열왕기상 6:1), 

에다님월(열왕기상 8:2)”, 불월(열왕기상 6:38)  

3.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나팔절, 수전절, 부림절 

4. 해: 안식년과 희년 

 

(4:11)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1. “수고한 것”  toil, hard labor 

2. 결과가 없는 수고 

 

(4:12-15)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3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15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1. 고린도전서 9:19-23 

“19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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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2. 갈아디아 교인들의 사도 바울에 대한 배려 

a. 병으로 인해 갈라디아에 머물게 되었을 가능성 

b. 병든 자를 부정하고 죄인으로 보는 유대사상 

1) 병든 자를 무시하는 헬라사상 

2) 14 절: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a. “버리지도 아니하고(evxeptu,sate)”  버리다, 침 뱉다 

c.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 

d.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3. 전도로 축복을 받은 갈아디아 교인들  

 

(4:16-18)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므로 원수가 되었느냐 17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18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1. 우리의 관계를 기억하라. 

2. “이간시켜(evkklei/sai): to exclude, shut out 

3. 열심의 방향과 관계를 변질시키려는 율법주의자들 

 

(4:19-20)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20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1. 멈추지 않는 사도 바울의 열정  해산하는 수고 

2.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3. 불안한 사도 바울 

 

(4:21-26)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23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2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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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 하고 26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율법(Law) 두 다른 언약 약속(Promise) 

이스마엘 이삭 

여종 하갈  자유자 사라 

육체의 관계 약속의 성취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종 노릇 자유자 

 

 

(4:27-28)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28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4:29-31)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30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31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5: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